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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정보를 내재하고 있는 집약  웹 인터페이스에 한 기호학 은유의 범 한 사용과 인터페이스 디

자인에 한 메타포의 은유가치에 한 논고를 통해서 기호학 이론  해석을 서술하게 되었다. 웹 설계에 있어 

향을 미치는 공통요소는 웹 기호를 생성하기 한 경험  확립과 검증  제공에 있으며 사이트의 유용성과 주

요요소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요한 요소  을 지닌다. 한 웹 기술  기능을 용하면서 부터 화면의 

구조가 동 으로 변모하기 시작하 으며 매체 기능들이 웹 표 을 만드는데 요한 차원으로 시각  구조화를 

기호학  측면에서 구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기호를 탐구하는 기술  표 방식으로 취 하기 보다는 자연스럽

고 보편 인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호학 근방식이 용함으로써 기호 인 측면에서 휴먼 - 컴퓨터 인터페이스

를 통해 미 코드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도된 의미를 사용자에게 달하기 해 의사소통의 수단

으로 활용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유용성 문제와 메타포의 요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the semantic theoretic interpretation through the extensive use of semantic metaphors for intensive web interface 

with information and the metaphoric value of metaphors for interface design. Common factors that influence web design are empirical 

establishment and verification for generating web symbols and these are have important elemental perspectives that are used to assess the 

usefulness and key elements of the site. In addition, the structure of the screen has begun to change dynamically from the application of 

web technological functions, and the media functions have become important to make web standards when implementing visual 

structuring from the perspective of semiotic. Instead of using a technical expression approach to examine semiotic, a semiotic approach is 

applied to create aesthetic codes through the human-computer interface in terms of semiotic in a variety of natural and universal fields. 

Based on this, it is used as means of communication to convey the intended meaning to users so a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usability issues and metaphors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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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필요성

기호학이란 기호(Sign)와 언어로서의 상징기호

(Sym b l sign)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일상생활에서 '

표 '이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하는 모든 

것에 한 연구를 포함하게 된다[1]. 기호학은 무엇보

다도 디자이 가 제품을 만드는 방법과 사용자가 제

품에 한 이해하는 방식에 을 맞추고 있다[2]. 

기호학 이론에 있어 기표와 기의 사이의 기호학  

계를 탐색함으로써 서로 다른 언어가 동일한 단어에 

다른 의미로 표 되기도 하고 객체와 객체의 단어가 

사물에 한 이해나 단에 서로 다른 기호  재해석

으로 표 되기도 한다.

그림 1. 이 이트족 지도
Fig. 1 A inuit map

그림 1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  학습에서 규정 

짓는 지도와 다른 외형상 지도라는 암시  단어로 물

리  기호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게 

된다[3].

그림 2. Peirce의 삼각도형
Fig. 2 A triangular shape of peirce

기호학의 창시자인 스 스의 언어학자인 Ferdinand 

de Sausure는 Saussure 표지 의 이론을 만들어 냈

으며  다른 Charles Saunders Peirce는 기호에 

해서 자아와 타자, 자연과 인간, 과학과 종교를 연결 

시켜 상의 정신  개념을 이론화하여 “퍼스의 삼각

도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냈다[4]. 

퍼스(Peirce)의 이론에 있어 먼  기호의 정보를 얻

기 해서는 연 성 해석의 학습이 필요하며 부분

의 표 에는 다양한 측정에 있어서 도상 , 지표 , 

상징 에 련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2 연구문제

하나의 사물을 그와 유사한 다른 사물의 의미에 

한 연 성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다른 물리  객체와 

공간을 사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상징  체계를 제공

한다. 이러한 상징  체계를 근거로 웹 정보에서 시각

 역할과 상징  역할, 함축된 의미의 정신  개념의 

측면을 기호학  에서 어떻게 용되는지를 검토

하고자 한다. 먼  상징  역할에는 인터페이스

(Interface)의 요소들을 존재하며 이를 경험에 의한 

상을 투 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을 메타포

(Metaphor)라고 지칭하게 된다. 해석(설득)의 요지는 

메타포방식을 디지털 역의 인터페이스 개발에 활용

함으로써 사용자를 이해시키고 사용자 경험의 가치를 

실 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선 순환  효과를 일으켜 

활용할 수 있는 시각  에서 근하고자 한다. 

시각  인터페이스는 단어와 기호를 사용하여 메시

지(Message)를 효과 으로 달하는 과정에 한 

련성을 주목하게 된다. 미국의 언어학자 인 “Horn”은 

정보 디자인을 "인간이 효율 이고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비하는 술이자 과학이다."라고 

정의했다[5]. 유사하게 “Passini”의 정보디자인 발표 

논문에서도 "정보 디자인은 단어, 그림, 차트, 그래 , 

지도, 그림 문자, 만화 등은 커뮤니 이션을 의미한

다."라고 소개하며 정보 디자인의 이론  토 가 되는 

근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6]. 이러한 근법의 본

바탕에는 기호학의 은유표 에 한 감각형성, 인간

심 디자인, 사용자 심 인터페이스 등 의미를 내재하

고 있다.

이 논문의 목 은 정보를 내재하고 있는 집약  웹 

인터페이스에 한 기호학 은유의 범 한 사용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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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페이스 디자인에 한 메타포의 은유가치에 한 논

고를 통해서 기호학 이론  해석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  논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화면, 그래픽(Graphic), 그림, 

아이콘(Icon) 등 표 에 따른 은유  인터페이스 기반

에 이르는 개발단계를 뜻한다. 디자이 는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구성하여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해 사용된다. 따라서 기호 인 에서 볼 때 디자이

는 의도 된 의미를 사용자에게 달하기 해 인터

페이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호를 결합한다. 한 인

간목표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표지 시스

템을 수단으로 구성하고 설계하여 의사소통의 수단으

로 활용한다[6]. 의사소통 수단은 사용자와 디자이  

사이의 의사소통 의미하며 사용자가 인터페이스와 상

호작용이 발생할 때 기호의 상을 해석할 수 있는 

신호의 상징체계를 부여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측면에서는 기호 인 활

동이라는 을 감안할 때 기호학에서 사용자 인터페

이스의 유용성 문제와 메타포의 요성이 강조하게 

된다.  무엇보다 인터페이스를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요한 쟁   하나는 휴먼(Human) - 컴퓨터 

인터페이스 상호  계를 통한 사용자에게 시스템의 

기능  속성과 동작지향 가능성을 달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데 있다. 특히 실을 기반으로 하는 기호

를 사용하므로 시스템 특성을 나타내는 익숙한 객체

와 활동을 제안하게 된다. 

인터페이스의 기호분석을 용 할 때 발생할 수 있

는 몇 가지 문제 으로 인터페이스에 있는 은유의 기

본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모든 기호가 상징  표 으로 표출된다는 이다. 인

터페이스의 표시는 퍼스의 삼각도형에 련한 세 가

지 주요사항(표상체, 상체, 해석체)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기호의 객체와 일치할 때 비로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있다[7]. 

기호학의 은유사용은 표 의 의미모델을 보다 쉽게 

달함으로써 인터페이스 설계에서의 은유사용에 

한 노력을 통해 미 코드를 반 하게 된다.

웹의 인터페이스 설계는 많은 경험을 토 로 개발 

되어진 인터페이스 구조 내에서 텍스트  그래픽 도

구에 의해 액세스(Access)가 가능해졌다. 정보탐색 행

동은 많은 사용자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지만 반면 정형화된 설계방식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잘 부합하거나 혹은 그 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의

존방식으로 구 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웹에서의 범

한 사용은 웹상의 아이콘에 한 의존의식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을 유의해야 한다.

 

그림 3. Browser와 Web 비교 역
Fig. 3 A browser and web comparison area

“ 라우 (Browser)”와 “웹(Web)”이라는 용어조차

도 기능  측면에서 기호  은유로 사용한다. 사용하

는 아이콘의 집, 앞으로, 뒤로, 새로고침, 지, 즐겨찾

기 등은 경험에 한 도움을 주며 홈 아이콘, 앞으로 

 뒤로 화살표 (오른쪽  왼쪽 화살표)와 같은 기

호가 체 웹 사이트 내에서 일 된 방식으로 구 된

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아이콘은 

은유표 의 메타포를 사용하며 기호(Sign)를 사용하

는 모든 소 트웨어(Software)에서 정립 된 기술과 

통합 된 은유를 사용하고 웹 페이지에 한 의사소통

의 성능을 향상 시켜 기능오류를 히 감소시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호  은유의 해석

은 진  학습과정을 통해서 만이 기호의 표 화를 

이해하는 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웹 사이트 분화의 시도는 상징  다양성 사용에 근

간을 두며 사물을 경험하고 기억 속에서 계를 형성

하게 된다. 한 시행착오에 의해 지각 역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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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한 감각을 개발하고 그 안에 있는 사건의 

개인 인 버 을 지속 으로 수정하게 된다[8]. 이러

한 연 성에 의하여 네비게이션(Navigation)의 범 를 

확 해 나가게 된다. 웹 사이트의 특정 어휘사용 측면

에서도 시각  표 에 한 체계 인 근방식을 정

보에 직 으로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정

에 속한다. 한 웹 사이트의 어휘  사용에 있어 웹 

탐색기호에 한 공통된 이해와 오늘날 인터페이스 

사용 시 높은 해상도로 인해 텍스트 어휘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은유  메타포에 사용은 상호 계에 

한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데 을 두고 기호표

을 범 하게 사용한다는 논리  가정에 의해 개

발되어야 한다.

웹 설계에 있어 향을 미치는 공통요소는 웹 기호

를 생성하기 한 설계지침을 경험 으로 확립하고 

검증하는 데 제공된다.  웹 디자인 요소에 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 결과 웹 사이트를 설명하고 평가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요건들을 다음과 같이 논의 해본다.

2.1 웹 사이트 구조

웹 사이트 구조는 기호학  측면에서 사이트의 유

용성과 주요요소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요한 요

소  을 지닌다. 사이트 구조는 사이트에 정보가 

구성되는 방식을 나타내며 사용자는 구조를 사용하는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고 웹 공간을 시각  요소를 통

해서 방향을 결정한다. 사이트 기호  표 구조는 이

미지, 메뉴, 팝업, 탐색, 인덱스(Index) 등과 구 에 필

요한 각각의 요건들을 기 로 표 해 낸다[9]. 한 

웹디자이 는 작업 심의 설계원칙을 사용하여 장

의 문서를 재구성하게 된다. 단, 디자인방식은 합성 

분석, 로토콜 타입(Protocol Type)  구조에 필요

한 방법 등을 사용하기보다는 단순히 직  구조에 

의존한다. 기호  근방식은 작업에 을 맞추고 

필요한 구성요소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용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웹디자이 는 사용자 정보의 흐름을 잃지 

않도록 효과 으로 제시해야 하며 인지  디자인 설

계를 통해서 사용자가 온라인 정보를 기억하는데 도

움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한다.

문제는 인식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한 

많은 지식이 존재하지만 웹디자이 를 돕는 명확한 

지침은 없다는 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비효율 인 

구조  인지  설계의 문제인식을 다음과 같이 제사

하고 있다[10].

첫째, 시각  방향 표시기호

둘째, 명확한 기호 달정보

셋째, 기호코드 내의 기능 탐색체계

넷째,  공간  계의 표

효과 인 사이트 구조, 아키텍처(Architecture) 정

보, 인지  설계방법을 사용했다면 이러한 많은 문제

를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 정보의 검색을 개

선하는 특정요소를 인지하고 온라인구조가 경험  연

구에서 큰 이익을 얻는 역인 사용자들을 어떻게 도

움을 주는지에 한 방해여부의 단서를 제공하기 

한 추가 연구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2.2 웹 임(WEB FRAME)

매체는 웹 표 을 만드는 데 있어 요한 차원이 

된다. 스크롤(Scroll), 상호작용, 하이퍼텍스트

(Hypertext) , 멀티미디어, 임과 같은 고유한 웹 

기능의 성 사용은 온라인 경험을 강화시키는 자

격기 이며 디자이 가 한 용여부 한 단할 

몫이다. 기 디자이 들은 웹 페이지를 온라인 시스

템과 유사하게 용하다 보니 평균화면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도 들어서자 상호작용의 사이트

구조 형식, 검색필드, 자바애 릿(Java Applet) 등 웹 

기술  기능을 사용하여 화면의 구조가 동 으로 변

모하기 시작 하 다. 이러한 동 변화는 웹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디자인 특징  하나인 화면의 임 

구성을 들 수 있다. 

임 구성은 화면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 으로 

디자이 들에게 인식 되었지만 임 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첫째, 라우 의 지원여부

둘째, 라우 버 의 차이

셋째, 화면 디스 이 크기여부

모든 설계요소와 문제해결을 통한 과정들은 웹의 

특징을 통합하기 한 의사결정에 과정이며 원하는 

정보를 달하는 여부에 기여하는 과정으로 보게 된

다.  부분의 디자이 들은 기능  측면을 생각하고 

기능  활용을 남용함으로써 웹 디자인의 기본원리와 

기호학  표 을 용하기 한 노력들을 하지 않는

다는 에서 유의해야 사항으로 지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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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보 달

매체로서의 웹의 고유한 특징과 련된 것이 실제 

정보 달이 아닌가 싶다. 웹 사이트의 정보(메세지)에 

련한 설계에 한 항목들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만

큼 웹의 정보 달의 가시  방법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다. 

웹 문서의 메시지는 인쇄요소, 서술방식, 실제내용, 

의사소통의 언어, 양식, 그래픽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

해 달된다.  재의 시각  표 을 사용하여 의미를 

구조화하는 간단한 웹 사이트를 서술방식으로 구 한

다. 사실 웹은 보편화 될수록 세부  연구들이 진행 

되어져야 한다. 

서체( 꼴)의 효과에 한 연구 외에도 여러 구

방식들에 한 가독성의 다른 변수들에도 연구가 필

요하다. 웹 사용자들은 첫 화면(메인화면)을 평균 8  

동안 페이지를 보며 웹 페이지에 한 검색하는 정보

가 없는 사이트를 두 번 다시 근하지 않는다는 연

구결과가 있다.[11].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웹의 신뢰

성 부분을 검증할 수 있으며 웹의 추구가치에 한 

정보 달의 요성을 언 하게 된다.

웹의 정보 달에 있어서 정보의 가치의 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보를 쉽게 근하고 할 수 있는 

설계 환경요인에 해서는 미비한 들이 많다. 정보

달 설계방식에 있어서 스타일 시트(Style Sheet)를 

사용하여 텍스트의 가능성을 개선하고 한 제목, 

크기, 굵은체, 강조표시, 의미 달을 한 이미지, 주

제 문장, 내용, 표등을 정보의 시각  인지를 기호학

 측면에서 구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

디자인에서 언어는 의사소통과 련된 유일한 방법

체계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상, 아이콘, 그래

픽, 색상, 공백의 방향배치 등의 시각  요소는 일반

으로 문화  차이 때문에 달과정에서 의미가 변

화할 수 있다. 이미지와 아이콘을 사용하여 의미와 정

보를 달할 때 문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

각  정보의 환경에 따라 문화의 선호도가 다른 이유 

때문이다. 결과 으로 부분의 디자이 들은 이미지

들을 추상 으로만 의미를 나타내고 문화  기호에 

의존하는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한 문화  차이와 

함께 장애를 가진 개인의 한계를 고려해 나가야 한다.

2.4 타이포 그래픽(TYPOGRAPHY)

텍스트는 상호 계에 한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데 을 두고 기호표 을 달하기 해 사용된다. 

표기규칙은 독자들이 페이지에 있는 자료의 치를 

악하고 그것의 요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단서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다. 오래 부터 텍스트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인식에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한 연구를 해왔다. 웹은 디자이 들이 매체의 기능 

때문에 몇 가지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서체의 형태와 공간의 배치 사이에 미치는 기호요

소의 원인으로 보게 된다. 서체는 형태, 장평, 간격 등

의 각각의 요소에 합한 텍스트의 가독성에 기여하

며 시각체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원래 라우 와 개인용 컴

퓨터 선호도를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리했기 때문

에 디자이 들은 서체나 꼴에 한 신 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은 정보를 

송하기 한 주요목 을 가진 랫폼에 독립 인 

Ma rking언어로 설계된다. HTML코드는 콘텐츠의 

기본구조를 제공했지만 사용자에게 다른 의미수 의 

형식과 표시로 제공한다. 개인의 라우  설정에 따

라 꼴, 크기, 형식, 용량, 강조표시 방법 등이 결정

된다.  한 스타일시트와 자바를 이용한 꼴이 도입

되고 차세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과 

함께 디자이 들이 인쇄물을 인쇄하는 것과 유사하게 

리되어 사용자와 재의 디스 이 성능의 측면에

서 가독성(속도)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12]. 

온라인 문서에서 꼴의 향에 한 가독성 문제

의 해결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13].

첫째, 서체의 달 

둘째, 서체의 크기 

셋째, 서체의 길이 

넷째, 서체의 종류

다섯째, 서체의 요소

여섯째, 서체의 배경

과거에는 HTML이 탭이나 다른 색인 메커니즘 사

용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과거, 많은 디자이 들은 지

도 페이지 길이에 해당하는 매개변수인 텍스트의 양

과 행, 길이의 값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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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사용자의 해상도의 크기는 측할 수 없다는 이

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스타일 시트

(Style Sheet), XML과 같은 기술발 은 라우 가 

페이지 내용을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한 권한을 디자

이 들에게 부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온라인 가독성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다.

Ⅲ. 웹 기호학 구  분석설계

이 논문의 주요 목 은 시각  웹 인터페이스에 

한 기호학 의미에 해 논리를 통해 연계하는 과정에

서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자 심의 편의성 주의 인

터랙션 이아웃 요소들을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이외의 내비게이션이나 기능키(버튼) 등을 최

소화시키는 인터페이스의 시각  방식과 내용을 보다 

효과 으로 달하기 한 서체 심의 타이포그래피

에 련한 기호학  측면에서 활용방식을 두고 논의

와 설계를 통해 구 하게 되었다.

3.1 인터랙션 이아웃 설계

웹 구 에 있어서 사이트 구조는 정보에 의미를 부

여하고 웹 공간을 기호학  요소를 통해서 디자인 

과 기술  을 하나로 묶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틀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구 한다. 기본 으로 

콘텐츠 역별 흐름의 방향은 시각 으로 세로의 방

향을 시함으로써 사이트의 의미와 달하고자하는 

시각  방향의 흐름을 기 하여 배치하게 된다. 

그림 4. Layout 화면 기본구성
Fig. 4 A layout screen basic configuration

 
크게 구성상 역별 구간은 상· ·하 3 역 활용별 

시각으로 나 어 기호학측면에서 효과 인 사이트구

조, 아키텍처(Architecture) 정보, 인지  설계방법을 

용하여 정보의 흐름을 용의하게 구성하여 특정요소

를 인지하고 온라인구조가 경험  연구에서 큰 이익

을 얻는 역의 역할을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에 한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3.2 인터페이스 시각  방식 설계

아이콘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도 마우스뿐만 아니라 

손가락으로 처리하는 멀티터치스크린 방식을 사용하

기 때문에 입체감과 테두리를 주어 링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능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한 사

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편의성을 제공하기 해서 

손에 맞는 아이콘 크기를 규격화해 용하게 된다.

그림 5. Icon 크기
Fig. 5 A icon size

3.3 서체의 타이포그래피 방식 설계

텍스트 정보에서 있어서 나눔 꼴을 용하 다. 

웹 꼴은 좋은 디자인, UX(: User Experience 

Design)  성능을 실 하는 데 기호학  측면에서도 

매우 요하다. 한 꼴의 선택에 있어서도 텍스트

의 선택, 검색  확 /축소가 가능하고 높은 DPI(: 

Dots Per inch)에서도 잘 작동해야 하며 화면크기  

해상도에 상 없이 일 되고 선명한 텍스트 더링을 

제공해야 하는 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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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꼴종류
Fig. 6 A font type

3.4 기호학  사이트 구

이처럼 기호학  심의 디자인은 실제 웹 사이트

의 시각화되는 메뉴구성을 심으로 이루어지며 메뉴

구성은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는 계층  분류  웹 사이트의 표 방식에서 재해

석되어 단 , 모듈로 구분하며 사용자가 모든 항목의 

카테고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데 쉽게 근 가능하

게 구  해가며 메뉴를 선택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사

용자가 행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명확히 

숙지해야 하다.

그림 7. Depth별 디자인 화면
Fig. 7 A design screen by depth

Ⅳ. 결론

웹 표  생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웹 디자인은 

사이트 매력이다. 웹 설계에 있어 향을 미치는 공통

요소와 경험 으로 확립하고 검증하는 기호학의 가치 

사이에는 일반 인 모순이 있을 수도 있다. 기호학 

에서 하나의 사물을 그와 유사한 다른 사물의 의미

에 한 연 성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다른 물리  객

체와 공간을 사용해 새로운 유형의 상징  체계를 구

해 나간다. 상징  역할에 있어서도 인터페이스의 

요소를 지니며 경험에 의한 상을 투 하고 알기 쉽

게 설명하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사용자를 이해시키

고 사용자 경험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기호  상징

 체계를 발견할 수 있다. 기호학은 기호학을 범용  

도구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기호를 탐구하는 기

술  표 방식으로 취 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고 보편

인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호학 근방식이 용되어

짐을 알아야 한다. 기호 인 측면에서 디자이 는 의

도된 의미를 사용자에게 달하기 해 의사소통의 수

단으로 활용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유용성 문제와 

메타포의 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무엇보다 휴먼 -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미 코드를 반 하게 된다.

기호학의 기  가치이론은 사용자가 사이트의 가치

를 평가하고 사이트의 신뢰에서 인식하게 된다. 이러

한 인식은 성공에 한 정 인 기 를 구체  략

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유지하기 한 략  방법과 사용자의 요구, 심사, 

동기와 연계되는 모든 노력들이 유지 되고 연구가 계

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 디자이 는 사용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만들어 내기 한 사용

자들의 조언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 정보의 진 에 한 논란도 수없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정보의 검색을 개선하는 특

정요소를 알고 있지만 온라인 구조가 사용자들을 어

떻게 돕거나 방해하는지에 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

를 한 사용자 심의 정보 단에 련한 연구도 병

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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